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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시대 우리나라 지방대학생의 경제적․일상적 좌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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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청년 및 대학생의 현실과 미래는 고실업, 저취업,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워져 그들의 삶은 불안하며 위태롭
다. 특히 지방대학생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문제 외에도 지방대학생으로써 좌절과 차별을 동시에 경험한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들의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서울소재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중요성
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상적 좌절에 관한 문항을 항목화한 후, 지방대학생 약 400명, 서울
소재 대학생 약 25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두 집단의 응답의 결과를 카이자승법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인지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더 심하게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청년수당 정책이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좌절을 해결하기 위한 빠른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지방대학생, 좌절, 대학생, 청년수당, 청년배당, 융복합 시대

Abstract

Local college students are differenciated from Seoul-located university students and they experienc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money-relating daily frustration among local
university students compared to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For survey, twenty items were constructed in
order to figure out daily frustration. About 400 local-college students and about 250 students were interviewed
for the survey. As a result of Chi-square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local colleg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confront money-relating frustration, compared to the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Youth allowance can be
suggested for local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ir confronting frustration, especially toward the
convergenc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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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있다. 20대를 둘러싼 과도한 스팩쌓기, 고시준비, 고실업,
저취업, 저임금, 비정규직화, 불안정한 고용, 아르바이트

우리나라는 지방대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생활화가 그들 삶을 불안하게 결정짓고 있다. 20대의 취

나라이다. 누구나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려는 의지는 지

업률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방대학에 대한 기피를 담고 있다.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

청년고용의 상황은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정규직으로의

로 간주되는 지방대학은 본래는 국가가 정해놓은 분류기

직업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다수의 지표들이 보

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방대학은 고등교육

여준다[3]. 청년층 실업자의 수는 2011년 기준으로 공식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대학 중 위치가 지방인(서울특

통계만 약 36만명에 이른다. 구직을 포기했거나 실질적

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대학으로 대

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이들을 포함한다면 실제 청

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등을 포함하

년 체감 실업율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

며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를

년층 및 20대-30대를 88만원세대[4], 신빈곤층[5], 삼포세

포함한다[1]. 지방대학은 2004년 기준으로 전국에 209개

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오포세대(삼포 + 인간관계와

가 있으며 전국 대학의 63.5%에 달하고, 학생수는 약 168

내집마련 포기), 칠포세대(오포 + 꿈과 희망을 포기), N

만명으로 전국대학생의 61.4%에 이른다[2]. 양적으로 본

포세대(포기하는 것이 늘어 셀 수 없는)로 부르게 된 것

다면 지방대학이 더 우위에 있다. 그러나 성적이 우수한

이 우리나라 현 모습이다.

학생이라면 그 지방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지역 우

지방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청년층이 겪는 이러한 불안

수 지방대학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을 선호하는

과 위기에 덪붙여 지방대학생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특수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대학은 위

문제도 동시에 겪어내야 한다. 또한 양적 팽창의 일변로

치상 지방에 위치한 대학이라는 중립적 의미가 아니라

로 치달았던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서울중심주의, 성적지상주의, 대학간 서열구조를 담는 차

대학의 재정악화를 경험하면서 대학구조개혁 이라는 초

별과 배제의 용어가 되어 버렸다.

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으며[6] 이 개혁의 바람에 서울

동시에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문이나 지식을

소재 대학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지방대학들이

탐구하는 엘리트나 지성인으로 인정되기 보다는 모두들

다. 이미 지방대학은 신입생 급감, 학교재정곤란, 졸업생

취업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뚫어야 하는 위기의 집단이

의 취업률 저하를 아프게 겪고 있다. 지방대학생일수록

되어 버렸다. 서울소재 명문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닌 시

사회적으로 배제된 가구의 자녀일 가능성이 서울소재 대

대적 상황에 처해있다. [3]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특히 무한경쟁 및 신

생은 위기라고 말하기엔 이미 강건하게 구조화된 구직과

자유주의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양극화의

취업이라는 치열하고 냉정한 관문이 주는 압박과 무한경

일로를 겪고 있으며, 이미 잘사는 집안 자녀들이 좋은 대

쟁의 영향 속에서 상존하는 불안과 잠재하는 실업의 상

학을 가는 현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결국 삶 전반에

황을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고뇌하고 불안한 주체

서 배제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지방대학에 진학한 우리

들이다. 청년 세대의 삶이 고달프고 불안하는 것은 한국

의 청년들은 어떤 일상에 처해 있을까.

사회의 미래가 고달프고 불안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천안 소재의 한 사립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로써 본인

현재 기성세대의 책임임을 느끼게 한다. 괜찮은 직장

은, 특히 우리나라 청년 세대 특히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decent job)으로의 취업과 명문대학교 진학이 초등학교

일상적 좌절에 주목하고 학계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부터 고등학교까지 16년의 공부목표가 되어버렸다. 대학

그 이유는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연유로 인한 일상적 좌

에 가기 위해 나름 경쟁을 겪어낸 청년세대의 다수가 대

절을 우연히 관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

학입학과 동시에 또다시 위계화된 등급의 벽과 만나고

이 우리나라 청년들, 특히 지방대학생은 더 상대적으로

서열화된 직업시장 속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우울하거나 불안하다. 그것은 이들의 넉넉지 못한 부모,

다시금 내몰린다[3]. 이 불행한 현실은 20대 청년을 둘러

높은 교통비, 부족한 식비, 높은 등록금, 부족한 장학금,

싼 구조적인 문제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에 근본 문제가

부족한 하루 생활비에 대한 것들이며, 우리 학계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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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덜 연구된 분야이다. 이들이 겪는 이러한 일상적 좌절

본 연구처럼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지만 지방대학생에

은 결국 ‘돈, 금전 문제’ 로 귀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

대한 학문적 실천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제적 곤란함은 결국 많은 일상적 측면에서의 배제와 좌

한 재학 중 근로경험 영향을 노동시장 진입 측면에서 분

절을 유발한다. 기존 연구는 지방대학생에 대한 제한된

석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방대학생에 대한 연구

관심만을 표명했거나[6] 혹은 그들을 둘러싼 거시적인

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업 위험성이 높음

문제들, 취업, 실업, 사회적 배제, 정체성에 관한 것이 주

을 지적하고 그들의 근로경험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

를 이루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이

있는 연구이다. [1]의 연구는 지방대학생이 서울 중심의

겪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상적 좌절의 항목들을 구성

타자화 담론과 지방대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하고 지방대학생들의 응답을 받아, 서울소재 대학생의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응답과 비교해 보려 한다.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문제로

개척해 나가는지 민속지학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인한 일상적 좌절을 연구한 논문이 이제껏 거의 발견되

주형일은 지방대학생 연구대상자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갖는다. 다

지방대학 교수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심도깊은 대

만 본 연구는 연구자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 상 편의적 표

화를 통해 대상자의 의식의 다양한 차원을 드러내었다.

집에 의해 표본을 수집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분석결과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는 사회적 지위가 다르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음을 미리 밝히는 바

만 서울 중심의 타자화 담론 앞에서는 동일한 타자의 위

이다.

치를 강요받으며, 의식의 차원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대
신, 지방대학생인 연구대상자는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
고 편견에 맞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여러 전략들

2. 기존문헌 검토

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의 연구는 지방대학생들 본인이 외부의 시각을 어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 경북지역 대학

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스스로를 개념화하는 지를 87명의

생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7]나 충청지역 대학생의 통

지방대학생을 심층면접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

학유형과 생활문화에 관한 연구[8], 전남지역 대학생의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지방대학생이란 자의식을 갖

취업전략에 관한 연구[9], 대구지역 대학생의 실업에 관

고 있지 않고 대학생으로 자기를 규정하였지만, 대중매

한 연구[10]등이 있다(이하 연구들은 [6]에서 재인용). 본

체, 지인간의 관계 등에서 지방대생으로 차별, 무시, 열등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연구는 [1,6,11]이다.

감 등으로 범주화되는 시각을 각성한다. 이 과정에서 지

[11]의 연구는 본 연구와 방법론적으로 유사하면서 실

방대학생들은 긍정적 정체감을 내면화하기 위해 지속적

업 위험이 높은 지방대학생의 근로경험을 분석한 연구이

으로 노력하는 개인의 실천적 노력이라는 전략을 이용한

다. 그의 연구는 전북지역 K대학교의 대형강의 소속 학

다. [6]과 [1]의 연구는 계량화가 목적인 설문지를 이용하

부생 260명의 응답을 받아,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는 본 연구와 방법론이나 연구주제면에서는 일치성이 없

그 근로경험이 어떻게 진로에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하였

지만 본 연구가 지방대학생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립하고

다. 분석결과,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활동 경험은 상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주로 아르바이트를

연구는 지방대학생의 일상에 대한 작은 요소만을 담았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정부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보수

뿐 그것의 항목화 및 계량화를 시도하지는 못했다. 그러

및 근로기간의 제약으로 참여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

므로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리고 이러한 재학 중 경험은 아르바이트는 진로준비 효

가운데, 특히 지방대학생의 일상적 삶에서 느끼는 좌절,

과가 없는 것으로, 직장체험은 진로준비에 긍정적 효과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겪는 일상적 좌절에 관한 항목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의 연구는 특정 지역 지방

을 구성하고 분석해 보려 한다.

대학생 중 연구자가 편의적으로 접근 가능한 학부 대형
강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 응답을 받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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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나, 일부러 군대를 간 경험 등 총 20개 문항을 설문 항목
에 포함시켰다.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1년 11월부터 4주간에 거쳐 충청 소재 N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자료수집은 편의적 표집법에 의존했는데, 연구자
의 소속 대학내 몇 개의 대형강의 수강 학부생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편의적 표집이지만, 학년과
소속학과는 되도록 다양한 수업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수거된 총 40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유효한 360부의 설
문지의 응답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방대학생을 비지
방대학생의 특성과 비교하기 위해 연구자가 접근가능한
서울소재 K대학의 몇몇 대형강의를 대상으로 역시 학부
생 약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에서 유효한
설문지는 총 243부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 양 쪽 모두 특정
지역, 특정 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수집
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될 결과들
은 일반화할 수 없으며, 편의적 표집으로 얻어진 자료들
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생의 일상적 좌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차원에서 [11]의 연구와 같이 의미있는 분석이 될
수 있음을 동시에 밝히는 바이다.

3.2 변수 구성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상적
좌절을 기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은 설문
문항을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지의 문항들
은 지방대학생이 겪는 일상적 경제적 좌절에 대한 탐색
적 성격으로, 기존 연구 및 기존 척도에 없던, 새로운 문
항들을 포함시켰는데, 문항의 구성은 학생들을 직접 상
담 및 면접하는 형식의 초기기초조사(pilot study)에 의
존하여 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상적 좌절에 영향을 미칠 수

<Table 1> Questionnaire: frustration among
local college students
Category
Items
Socio-eco age, gender, income, father’s and mother’s educational
nomic attainment, father’s and mother’s occupation
1) insomnia or depression due to money problem
2) feel restriction to meeting friends or meeting lovers
due to money problem
3) reduce to eat or not eat due to money problem
4) always look for job due to money problem
5) leave of absence of school or dropout of school due
to money problem (siblings)
6) go to military service due to money problem (siblings)
7) experience family economic crisis due to IMF
8) select my major in order to get a job after graduatin
9) feel like cannot afford to meal price at school cafeteria
10) experience family feud because of tuition fees or
living expenses
11) expecting living (money) difficulties after graduation
Daily
12) think of founding company after graduation
frustration
(since I will not able to get a job)
(20)
13) feel mental health problems due to money
14) feel physical health problems due to money
15) think that happiness is now deprived due to the
preparation for getting a future job
16) think that future of this situation is also difficult
marriage and childbirth
17) think that upgrading my class is impossible given
current educational attainment or current
specification of me
18) wealth is hereditary so, Iwill live the level either
of or under level of my parent’s life
19) think that the tuition is too high
20) think the government is too passive for youth
unemployment problem

이 문항들은, 모두 동일하게 5개의 응답범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는데, 아니다(매우 아니다와 아니
다의 합), 보통,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합) 3개
로 재구성한 결과를 기술통계 및 카이자승법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값은 0.8718로, 대체적으로 높은 신뢰도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있는 일반적 조사항목은 연령, 성별, 아버지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학력, 어머니직업, 가구소득 등을 주요하게

4. 분석 결과

포함시켰다.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은 명목척도로 측정하
였고, 가구소득은 비율척도로 측정되었다. 경제적 문제로

4.1 지방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서울소재 대학
생과의 비교

인한 일상적 좌절로는, 돈문제 때문에 우울증 불면증을
겪은 경험, 식사를 줄이거나 안한 경험, 휴학 자퇴를 하거

아래 <Table 2>는 설문응답을 받은 지방대학생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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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의

졸이 51.0%, 대졸이 32.0%, 대학원졸 이상이 3.9%로 나

뚜렷한 차이가 먼저 가구 연평균 소득에서 나타난다. 지

타났다. 반면 서울소재 대학생은 5.5%(1.7%+3.8%)가 중

방대학생의 가구연평균 소득의 평균값이 약 4795만원인

졸이하이고, 고졸이 27.0%, 대졸이 51.5%, 대학원졸 이상

데 반해서, 서울소재 대학생의 경우는 7085만원으로 서

이 14.8%로 나타났다. 지방대학생 아버지의 35.9%가 대

울소재 대학생 가구의 소득이 약 1.5배 정도 높다. 소득의

졸 및 대학원 이상인 것에 반해, 서올소재 대학생의 아버

백분위수 5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지방대학생의 경

지 학력 중 대졸과 대학원졸 합하면, 66.3%로 약 30.4%

우 4천만원이고, 서울소재 대학생은 6천만원으로 나타나

만큼 차이를 보인다. 어머니 학력은 특히 대졸과 고졸을

역시 서울소재 대학생이 1.5배 높게 나타났다.

비교하면, 두 집단의 차이가 크게 보이는데, 지방대학생
의 어머니는 절반을 훨씬 넘는 65.6%가 고등학교 졸업이

<Table 2> Characteristics of local college students:
compa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near-seoul college students

gender
age
income
(yearly)
(unit:
10,000won)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mother’s
educational
attainment

father’s
occupation

mother’s
occupation

male
female
mean
mean
median
minimum
maximum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others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others
Small business
CEO
office worker
simple labor job
manager
unemployed
others
Small business
office worker
simple labor job
public work
(teacher,military)
housewife
unemployed
others

local college near-seoul college
students
students
34.2%(123)
65.4%(159)
65.8%(237)
34.6%(84)
21
22
4795
7085
4000
6000
1000
1000
50,000
10,000
5.6(20)
1.7(4)
6.1(22)
3.8(9)
51.0(183)
27.0(64)
32.0(115)
51.5(122)
3.9(14)
14.8(35)
1.4(5)
1.7(4)
4.7(17)
1.3(3)
8.4(30)
4.6(11)
65.6(235)
52.3(125)
18.7(67)
33.9(81)
1.4(5)
6.7(16)
0.8(2)
0.3(1)
19.6(68)
16.5(38)
5.5(19)
12.6(29)
18.2(63)
22.9(53)
20.5(71)
11.3(26)
6.6(23)
9.1(21)
2.6(9)
3.9(9)
13.5(47)
29.0(67)
14.6(52)
15.4(36)
8.1(29)
11.1(26)
6.7(24)
3.4(8)

다. 서올소재 대학생의 어머니는 대학졸업 및 대학원졸
업이 전체의 40.6%(33.9+6.7%)를 차지하며, 고졸은 52.3%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의 경우도, 지방대학생은 우선적으로 큰
비중이 생산기술직(30.5%)과 소규모자영업(19.6%)이다.
경영자나 관리자인 경우는 약 12.1%(5.5% +6.6%)에 불
과하다. 서울소재 대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의 22.9%가 사
무직, 경영자인 경우가 12.6%, 관리자가 9.1%, 소규모자
영업이 16.5%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은 그들 대부분이
40대 이상 기혼여성들임을 감안할 때 두 집단 모두에서
전업주부인 경우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작은 차
이이긴 하지만, 지방대학생의 어머니중 6.7%가 생산기술
직이었고, 서울소재 대학생의 어머니는 3.4%가 생산기술
직이었다. 교사 군인 등 공공직업인 경우는 지방대학생
어머니의 2.2%, 서울소재 대학생 어머니의 5.1%를 차지
하였다.
위의 조사 결과를 종합 및 요약하면, 지방대학생의 전
형적인 특성은 연소득 평균 약 5천만원 미만의 가구이면
서, 양부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며, 아버지
는 생산기술직이나 자영업, 어머니는 대부분이 경제적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이다. 어머니가 직업이 있다면 생
산기술직이거나 자영업인 경우이다. 이러한 지방대학생
의 특성은 부모가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연봉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서울소재 대학생의 경우가 비교 열위에 있다는

2.2(8)

5.1(12)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대학생들이 가족적, 경제적 뿐

33.1(118)
2.8(10)
30.5(106)

40.6(95)
4.7(11)
18.6(43)

회적 모든 측면에서 서올소재 대학생에 비해 열위에 있

만 아니라 그 외 요소들에서 예를 들면 문화적 정치적 사
지는 않은지, 즉 전체적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아버지 학력에서 두 집단간에 역시 큰 차이를 보이는
데, 지방대학생의 11.7%(5.6%+6.1%)가 중졸이하이고, 고

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후속 연구가 이
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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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방대학생의 일상적 좌절: 서울소재 대학

울소재 대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서울소
재 대학생 중 29.2%가 취업 때문에 현재 전공을 선택했

생과의 비교
다음 <Table 3>은 지방대학생의 일상적 좌절을 측정

다고 응답했으며, 지방대학생의 경우는 21.0%가 그렇다

하기 위한 2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표이다. 지방

고 응답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을 비교했을 때, 카이제곱 검

다. 이는 지방대생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여겨지는

증으로 분석한 결과, 세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20개 항목

서울소재 대학생들이 더욱 취업에 현실적이고, 졸업 후

중 나머지 17개 항목 전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진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더욱 준비 및 고민했을 가능

를 보였다. 20개 항목은 모두 경제적인 곤궁이나 어려움

성을 암시한다. 구내식당 가격조차 부담된다는 응답은

으로 인한 좌절을 질문하고 있으므로, ‘그렇다’ 고 응답한,

다른 모든 조사항목에 비해서 지방대학생과 서울소재 대

지방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 모두 세 번째 열의 퍼센

학생간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지방대학생의 경우

티지 수치가 그들의 좌절을 나타낸다. 지방대학생의

는 36.4%가 구내식당 가격조차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45.7%가 돈 때문에 식사를 줄이거나 안한 경험이 있다고

반면 서울소재 대학생은 6.0%만이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응답했는데, 서울소재 대학생은 39.9%가 이렇게 응답했

만약 ‘보통’ 이라는 응답까지 부담된다는 것으로 간주한

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면, 지방대학생은 전체의 67.7%(보통이다 31.3% + 그

이 항목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까지 식사를 줄이

렇다 36.4%)가 구내식당 가격에 부담을 느낀 것이며, 서

거나 안한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돈 때문에 식

울소재 대학생은 전체의 30.5%(보통이다 24.5% + 그렇

사를 줄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31.0%를 제외한 나머지

다 6.0%)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부모

약 69%가 지방대학생의 경우 돈 문제 때문에 식사에 제

소득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앞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한이나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에 대한 결과에서, 지방대학생일수록 부모의 학력수준,

배고품을 참으며 통학을 하는 지방대학생의 규모가 클

직업수준,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확인했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한다. 마찬가지로 돈 때문

었다.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배제되고 무력한 부모일수

에 휴학이나 자퇴를 한 경험이 있다는 지방대학생은 전

록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따

체의 15.9%이고 반면 서울소재 대학생은 4.7%가 그렇다

라서 지방대학생은 구내식당 가격도 감당하기 어려운 학

고 응답했으며 이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대학생은 학교 인

타났다. 취업 때문에 현재 전공을 선택했다는 응답은 서

근에 상업시설이 서울소재 대학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열

<Table 3> Frustration among local college students: compared to the frustration among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1) Insomnia, depression due to money problem
2) feel restriction to meeting friends or meeting lovers due
to money problem
3) Reduce to eat or not eat due to money problem
4) always look for job due to money problem
5) leave of absence of school or dropout of school due to
money problem (including siblings)
6) go to military service due to money problem
(including siblings)
7) experience family economic crisis due to IMF
8) select my major in order to get a job after graduatin
9) feel like cannot afford to meal price at school cafeteria
10) experience family feud because of tuition fees or living
expenses
Note : + p<=0.10, * p<=0.05, ** p<=0.01, *** p<=0.001

Local college students
No
so so
Yes
74.7
15.9
9.4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No
so so
Yes
79.0
12.9
8.2

Chi square
1.445

45.2

27.0

27.8

51.1

25.3

23.6

2.138

31.0
52.3

23.3
27.8

45.7
19.9

42.1
67.0

18.0
19.3

39.9
13.7

7.809*
12.413**

75.3

8.8

15.9

91.4

3.9

4.7

24.800***

79.0

8.2

12.8

85.8

6.9

7.3

5.134+

38.7
47.4
32.4

27.4
31.5
31.3

33.9
21.0
36.4

53.2
49.8
69.5

18.9
21.0
24.5

27.9
29.2
6.0

12.379**
9.662**
96.475***

64.2

19.3

16.5

77.3

13.7

9.0

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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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_continued> Frustration among local college students: compared to the frustration among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No

Local college students
so so
Yes

11) expecting living (money) difficulties after
51.0
graduation
12) think of founding company after graduation
77.8
(since I will not able to get a job)
13) feel mental health problems due to money
71.9
14) feel physical health problems due to money
80.1
15) think that happiness is now deprived due to
9.7
the preparation for getting a future job
16) think the future of this situation is also
43.5
difficult marriage and childbirth
17) think that upgrading my class will be
impossible given current educational
20.5
attainment or current specification of me
18) wealth is hereditary so, Iwill live the level of
38.7
or under level of my parent’s life
19) think that the tuition is too high
0.9
20) think the government is too passive to be
8.2
confronting to youth unemployment problem
Note : + p<=0.10, * p<=0.05, ** p<=0.01, *** p<=0.001

Seoul-located college students
No
so so
Yes

Chi square

28.5

20.5

61.8

22.7

15.5

6.660*

15.7

6.6

90.6

6.4

3.0

16.149***

15.1
11.9

13.1
8.0

83.7
85.8

10.7
9.9

5.6
4.3

12.321**
3.989

22.2

68.1

15.5

16.7

67.8

5.985*

28.1

28.4

69.1

14.6

16.3

37.156***

29.3

50.3

51.9

19.7

28.3

63.365***

33.3

27.9

51.1

22.3

26.6

10.833**

5.7

93.5

8.6

15.5

76.0

40.256***

15.0

76.8

1.4

7.7

90.9

25.906***

악할 수밖에 없어서, 구내식당에 대한 의존이 상대적으

않는다는 응답이 서울소재 대학생은 약 83-85%가량, 지

로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학생들이 심적, 경제

방대생은 72-80% 가량 이상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가장

적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심각성이 적게 나타난 대표 항목이었다.

등록금 및 생활비로 가족간 불화를 겪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지방대학생의 1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반
면 서울소재 대학생은 9.0%가 해당되고 이것은 통계적으

5. 결론 및 정책제언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까
지 포함한다면, 지방대학생의 35.8%(보통 19.3% + 그렇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지방대학생은 서울소재 대학생

다 16.5%)가 돈 문제로 가족간 불화경험이 크거나 작게

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상적 좌절을 경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울소재 대학생은 그렇다는 응

하는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답과 보통이라는 응답 모두 지방대학생보다 낮게 나타나

히 돈 문제로 식사를 줄이거나 안한 경험, 구내식당마저

총 22.7%(보통 13.7% + 그렇다 9.0%)가 가족간 불화경험

부담이 되는 경험, 돈문제로 가족불화를 겪은 경험, 그리

을 크고 작게 겪은 것으로 보인다. 졸업 후 생계가 막막

고 졸업후 생계가 막막하다는 경험에서 좌절하는 학생

하다는 응답은 지방대학생은 49%(보통 28.5% + 그렇다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조사항목들에서

20.5%) 서울소재 대학생은 38.2%(보통 22.7% + 그렇다

특히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생들에 비해 좌절을

15.5%)로 나타났고 이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겪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다른 문항들보다, 상대적으로 서울소재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년 및 대학생들

대학생들도 약 40% 정도가 생계가 막막하다고 느낀다는

을 위한 장기적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이들의 경제

조사 결과는,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다수가 비록 서울소

적 어려움과 그로인한 좌절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을

재 중상위권 대학이라 할지라도, 취업의 어려움과 실업

시사한다. 특히 기성세대들은 훗날 자신들의 은퇴시 후

의 두려움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돈문제로 정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세금 부

신적 신체적 건강 이상을 느끼는 비율은 비교적 다른 항

담자인 현재 청년 및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짓눌

목들보다, 보통과 그렇다는 응답이 적고, 이상을 느끼지

려 일상적 좌절을 겪는 것을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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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각해야 한다. 사실 청년들, 대학생들, 특히 지방대학

히려 서울시가 아닌 성남시가 먼저 시작했다는 점은, 다

생들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최대 피해자이다. 기성세대

수의 지방대학생이 포함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가 만들어 놓은 학벌중시 풍조, 지방대학 배척 풍조, 서울

본 논문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중심 풍조의 희생자들이다.

성남시보다 더 서울 지역과는 요원한 충청, 전라, 경상도

본 연구는 대학생들, 특히 지방대학생들을 위한 단기

등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청년배당이 시작된다면 지방대

적 정책으로,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 정책을 제안하고자

학생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만

한다. 불안하고 암울한 청년을 위한, 특히 지역적으로 배

약 지방대학 법인이나 경영자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정

제된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가운

책이 실현된다면 지방대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현실적

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공표는 매우 의미있게 다가

인 도움을 제공할 것은 자명하다. 만약 대학 차원에서 예

온다. 비록 지방대학생을 겨냥한 정책은 아니지만, 2015

를 들면 4학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급이 이루어진다

년 10월 1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빠르면 2016년 1월부터

면, 지방대학의 취업률 향상 및 신입생 모집에도 긍정적

단계적으로 청년배당을 시작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대학생에게 마지막 1년동안만

따르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을 대

지급한다고 해도, 사실상 취준생(취업준비생)으로 생활

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4학년 학생들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상적 좌절을

주요한 특성은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조건없이 보편적으

상당히 해결해 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그 대학의 전체

로 청년 모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별적 복

취업률을 향상시킬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청년 입장

지와는 다른 보편적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실현하는

에서, 특히 지방대학생 입장에서, 사회가 혹은 학교가 내

복지에 해당한다. 청년 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의 개념

아픔에 반응하고 있다, 정부가 나를 도와준다는 심리적

으로, 기본소득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

안정감을 갖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록 개개인한테 무조건적인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

도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

념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선별적

는 청년수당은 모든 지자체 및 지방대학에서 긍정적으로

복지는 대상자 구분 및 선정에 행정비용이 든다는 단점

검토되길 바란다. 서울시도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이 있고, 기본소득과 같은 청년배당은 그러한 행정비용

을 제안하고, 2016년부터 2020년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

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총 예산이 크다는 문제를 해결해

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우선순

야 한다. 성남시는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

위는 가구소득 하위 30%이거나 졸업 후 3개월 이상 미취

년을 대략 6만-7만으로 잡고 있는데, 이들에게 연 100만

업자) 최대 5천명에게 2-12개월간 월 50만원이 활동비를

원을 지급하려면 최소 6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따라서

지급할 것을 고려중이며, 청년허브가 마련한 초안으로

초기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만 23살 모두에게만 지급해서

아직 확정은 아닌 정책이다. 서울시의 청년보장도 궁극

점차 대상을 늘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지

적으로는 모두에게 제공하려는 청년수당이자 기본소득

급 형태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되어서 지역

성격의 정책이지만, 예산상 가구 소득분위 및 실업여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되기도 한다는 목적이다. 청년

를 제한한 선별적인 것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1인당

들은 자기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러한 청

수혜액을 낮추고 대상자를 늘려서 보다 기본소득 성격에

년 수당 차원의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

맞게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정

도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알로카시옹(현금수당)’이

책은 서울보다 소외된 지방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도

그것인데, 프랑스 청년들은 구직과 직업교육 과정을 1년

있을 것이다. [13]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

동안 밟겠다고 약속하면, 얼 452유로(약 57만원)을 받을

1,116명을 비교 연구한 결과, 지방대학 출신이 첫 직장을

수 있다. 호주도 16-24살 청년은 청년 수당을 받을 수 있

잡는데 더 어려움을 겪으며, 규모가 더 작은 직장에 취업

다[12]. 물론 성남시가 곧 실현할 청년 수당은 지방대학

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수

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

도권 대학 학생들의 학력이 지방대학생에 비해 평균적으

구하고 많은 지방대학생이 지방 거주자일 것이므로, 오

로 높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6]. 예를 들어 [1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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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점수 분석을 통해 서울지역으로 수능 우수 학생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과 열등
한 학생은 수도권과 지방대학 양쪽 모두에 존재하며, 대

Rediang.
[5] M.R. Cho. “An Essay on the New Poverty”,
Eonomy and Society, Vol. 34. pp. 222-242. 1997.

학수학능력 시험이 학생들의 학력과 역량을 온전히 대변

[6] S. E. Yang. “A Qualitative Study on Ego Identity of

할 수 없다[6]. 수도권대학 대 지방대학의 이분법적 범주

Local University Students”, Vol. 23, No. 5, pp. 1-10.

로 지방대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우수
한 지방대학생 다수의 능력과 자질, 인성을 보는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대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기술과학부 차원의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의 확대실시, 공무원 시험의 지방대학
출신 할당제,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으로 청년
배당과 같은 수당 중심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지방대
학생도 현재의 차별과 배제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 기성
세대는 지방대학생이 언젠가 사회 전체에 가질 반감과
불신에 대해서 긴장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주요국가에
서는 최근들어 청년층의 저항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15]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 표
본의 규모가 적고, 표집의 방법이 비확률적 표집으로 이
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일반화가 가능한 실증적
연구, 혹은 지방대학생 스스로가 연구대상자이자 참여자

2005.
[7] A. C. Park.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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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o. 1, pp.161-173. 2001.
[8] Y. H. Cho, M. H. Cho, Y. Shim, D. N. Kim, K.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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